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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인증시험 통과
T2021-00010(2021.9.16)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태양광 지락차단장치 의무화
●

●

●

●

●

관련규정
적용시기
대
상
규
격
성
능

용도 : 직류/교류 지락보호(누전)
태양광, ESS, 전기자동차 충전기,
연료전지 등

: 전기설비 판단기준 54조
: 2021. 9. 1
: 모든 태양광발전시스템
: B형 RCD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 IEC 60364-7-712.42,53(2017)

전기안전관리제도 변경
●

●

●

●

태양광 3MW 이상 안전관리자 상주
1~3 MW 안전관리대행 가능
조건 :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설치
적용시기 : 2021. 6
지락전류 모니터링 장치(B형 RCD) 필수

B형 지락차단장치

직류/교류 지락전류 센서
Flux Gate Sensor

(주)피에스디테크놀러지스 TEL 031.759.9022 / E.mail info@psdtech.com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창곡동,슈퍼스타타워 11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ab센터 5층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노이즈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접지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 PQ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 제품
■ XIT접지시스템+접지모니터링 장비
■ 피뢰시스템(EC-SAT시리즈+NLP시리즈)
■ 서지보호장치(SPD)
■ Power Noise Canceller

■ ION 전력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SEPAM 다기능 디지털 보호계전기
■ Cathodic Protection 제품
■ Geo Scan 3D SW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ab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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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제KAS-P-020호)
인증대상품목
•차단기류 •보호계전기류
•변성기류 •개폐기류
•애자류
•변압기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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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조합,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위원

위원들의 위촉 및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촉장 수여

인사위원회는 우리조합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새
롭게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전기조합 신창
환 전무이사가 위촉되었고 위원으로는 한광전기공업(주)
유기현 대표이사, 삼일변압기(주) 안용길 대표이사, 오성
기전(주) 문성환 대표이사, 전기조합 박은수 본부장, 전기
조합 김익재 본부장이 위촉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설된 윤리위원회는 조합의 운영 질서를 확
립하고 조합의 화합과 위상을 제고하여 전기공업의 건전
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며 위원장으로는 진
영전기 김복식 대표가 위촉되었고 위원으로는 (주)삼보

우리조합은 지난 2021. 10. 13(수) 조합 이사장실에 인
사위원회 위원 및 새롭게 설치 및 운영하는 윤리위원회

기전 우병근 대표이사, 오셈코파워(주) 문희봉 대표이사,
청진산전(주) 김인호 대표이사가 위촉되었습니다.

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 우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할 경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평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기술등급 (TCB) 평가

사업 자유형

개인 사업자

자산규모(직전결산기) 표준수수료(VAT별도)

법인 사업자
유형 무관

5억원 미만

200,000

100억원 미만

350,000

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규모무관

제휴할인 수수료(VAT 별도)

250,000
500,000

400,000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10

- 부가 서비스 할인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160,000

200,000
280,000

400,000

280,000

www.kemc.co.kr

동호회 동향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10월 제364회 산행
- 일 시 : 2021년 10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북
 한산 쪽두리봉

결혼을 축하합니다.
신성산전(주) 이주억 대표이사 자녀 결혼

[9/25(토)]

(주)남동인덱스 김성삼 대표이사 차남 결혼

[10/30(토)]

(만남의장소 : 3호선 녹번역 1번 출구)
■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11월 제365회 산행
- 일 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장소:관
 악산 둘레길
(만남의장소 : 관악산입구 시계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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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월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주)계룡전기

이상필

수배전반

(주)인터테크

김대달

변압기

(주)태영일렉트릭
이엔테크(주)

(주)에이스테크

곽영준

소재지

변압기

홍희세

대전 동구 은어송로 26(가오동)

2021.09.08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7길 91

2021.09.10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20번길 70

변압기

김재익

가입일

2021.09.09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216(석곡리)

변압기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3길 57(덕산리)

2021.09.15
2021.09.15

2021년 9, 10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9월

건수
-

배전반
분전반
합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목

고효율주상

발주수량(대)

1,600

고효율아몰퍼스주상

875

내염형주상

741

컴팩트형지상

166

부하개폐형지상

7

합계

3,389

지명경쟁 계약		
품목

배전반
합계

건수
1

배전반
합계

12

9월

1

공동상표 계약
품목

9월

건수
-

-

금액(VAT별도)
-

발주금액(VAT별도)

2,331,706

54

128

1,672,032

66

77,138

5

6,776,047

2,816

건수
1

10월

1

금액(VAT별도)

건수

-

3

-

10월

2,563

1,313,553

158,464

9월

발주수량(대)

1,381,618

금액(VAT별도)
158,464

10월

건수
3
3

3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25,550
25,550
(단위 : 천원)
발주금액(VAT별도)

3,742,039
123,920
225,372
733,043
55,100

4,879,474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381,472

381,472

10월

(단위 : 천원)
금액(VAT별도)

863,320
863,320

전기계 뉴스

2050 탄소중립 실현
석탄 발전 전면 중단 및 발전 탄소 배출 제로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
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
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
하고 발전 분야 탄소 배출을 없
애겠다고 밝혔다.
11월, 한전과 발전 공기업 6
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 열린 빅스포(BIXPO) 2021
개막식에서 ZERO for Green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에
너지 생산, 유통 등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혁신을 주도하겠
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담았다.
‘ZERO for Green’에서 ‘ZERO’는 ▲Zero Emission ▲

드 구축 등이다.

Reliable Energy ▲On Tim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역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고, 전력망의 선제적 보강과 최적 운

할 분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기술은 회사별

영으로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적기에 핵심

로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성과는 전체 전력공기업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유한다.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감축 방안을 마련해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다.아울러 재생에너

업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

지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운

발,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발전 빅데이터를 활

대규모 해상풍력, 차세대 태양광 등 자본·기술집약적 사

용한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들

업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그린수소 등 수소

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대와 신규사업 발굴 등 내용을

기반 발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담은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비전 달성을 위한 공동의 기

한전 관계자는 “비전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

술개발 전략과 이행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전략’

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탈탄소화, 기술혁

도 발표했다. 주요 기술개발 분야는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신을 위한 에너지산업 생태계의 동참을 유도해 탄소중립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 전환, 지능형 전력 그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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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밸리 기업과의 동반성장 나선다
기업 해외진출 위해 국제에너지정책과정(IEPP)과 상호협력
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여 에
너지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21
년~25년 산업부 주관)을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IEPP에 참여하는 개도국 에너지부처
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프로젝트의 공동발굴을 위한 교육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밸리 기업
인턴십 지원 ▲개도국 에너지 산업화에 대응한 개발 협력
지원 ▲개도국 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제
공 ▲글로벌 에너지 분야 정보교류 등이다.
이 밖에도 한전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업무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금
융과 국제계약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금융 분야
에서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11. 9 예정)해 ▲ 보증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에너지신사업 중심

기관의 보증보험료 할인 ▲ 수출채권매입 수수료 우대 ▲

의 미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

대출금리 우대 ▲ 외국환 거래 전반에 대한 맞춤 컨설팅

기 위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

및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 국제계

지밸리 입주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서 검토·작성료 할인 ▲ 영문 계약서 작성·번역 지원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법률검토 관련 컨설팅 등 국제계약 법무 업무를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및 인근

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와 연계하여 국

산단을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신산업위주의 기업·연구

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하는 사업인 에너지산업협

소 등을 유치함으로써,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Global

력개발지원사업(ODA)을 활용한 에너지밸리 기업의 판로

Smart Energy Hub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확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1월 4일 서울대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1.1)하여 상호협력하고 있다.

학교 공과대학과 국제에너지정책과정(IEPP) 협력을 위

더불어,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1월 10일부터 사

한 「해외사업 발굴 및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을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과 이병호 서울대 공과대

나주시와 함께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밸리 일자리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IEPP는 개도국 에너지부

박람회’를 열고 대규모 채용지원을 추진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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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켑코에너지솔루션과 MOU
EMS 기반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 확보 및 대외사업 확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10월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에너지효율화분야 핵심기
술 확보와 대외사업 확대를 위해 켑코에너지솔루션과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태균 전력연구원장, 켑코에너지솔
루션 대표이사, 양 측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EMS는 에너
지의 생산, 공급과 소비가 이뤄지는 전 과정의 각종 데이
터를 수집해 에너지나 비용 측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
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한전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은 전기, 열, 가스등의 에너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

지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한전 자체 솔루션으로 통합

너지효율화 기술과 사업화 전략을 공유해 현업에 적용 가

미들웨어, 상업용·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최적

능한 사업모델 개발에 협력한다. 향후 전력연구원은 한전

절감기법(Energy Conservation Measures, ECM), 건물

형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에너지 성능평가로 구성된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에도 나선다. 또 대국민 서

김태균 전력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업체들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에너지관리플랫폼 시장 진출을 돕겠다”AU “민간에 에

자체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규

너지효율 향상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이 조성되도록 힘쓴다.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EMC

센코와 수소설비 안전진단 센서 등 공동개발
전력연구원이 센코와 안전진단 센서 및 안전시스템을
공동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동개발에 총 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기존 적용된 센서는 대부분 수소가스의 대기 중 누출여

공동개발 과제명은 ‘수소설비 가스농도 측정기술 및 모

부를 진단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개발하는 가스센서는 수

니터링 시스템 개발’이다. 수소생산설비 배관 내부의 수

소 배관 내부에 고압 충진 된 수소 및 미량의 산소 농도를

소 혼입에 따른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가스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용수명 또한 향상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소 설비 전용 안전 진단 가스센서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한전 전력연구원 내 수소

및 안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전력연구원은 센코와의

설비에 우선 설치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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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내최초 ‘노면블록형 태양광’ 사업화 기술개발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서 실증…야간엔 음악·영상 송출
에 필요한 유휴부지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실증규모는 5.7kWh 규모로, 실증부지는 ‘태화강 국가
정원 만남의 광장’이 선정됐다. 태양광 발전 기술검증이
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관람할 수 있어서다. 동
서발전은 전력생산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LED 블록을 통해 야간에 음악,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중소기업(한축테크)과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을 통해 국내최초로 ‘노면블럭형 태양광 발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021년 산업부 주관의 신기술 사업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화 R&D에 선정돼 사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발전기술인 노면 블록형 태양광

번 연구개발을 통해 이전 개발제품 대비 최대출력 2배, 발

발전의 사업화 기술개발에 나선다.

전효율 1%p 향상된 발전모듈(최대출력 36Wh, 발전효율

동서발전은 11월 울산시청에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선봉 녹지정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면 블록형 태양광’ 연구개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7.45% 이상)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 실증으로 노면형 태
양광 발전 사업화가 이뤄지면 태양광 발전부지 문제의 해

이번 협약은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의 기술성, 경제성 등

결책이자 도심의 에너지자립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을 검증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

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에너

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서발전은 중소기업과 함께

지 분야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연구개발과 기술성·경제성 검증을 담당한다. 울산시는 실증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경남도와 탄소중립 실현 추진
동서발전이 경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수소를 생산하는 등 신유망 저탄소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손잡고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동서발전 등 3

진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

개 기관은 태양광 신유망 저탄소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한 인허가 사항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산단공은 도내 사업

탄소중립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

참여 기업 발굴과 홍보를 담당한다. 동서발전은 사업개발,

남도 소재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

EPC 등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KEMC

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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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18MW 장흥육상풍력 ‘준공’
연 1만 6천가구 전력공급, 단위호기 최대용량 국산발전기 적용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화
순에 이어 장흥에 18MW 규모의 육
상풍력발전소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11월 3일 전남 장흥군
유치면 산4번지 일원에서 김성균 서
부발전 성장사업본부 부사장과 진종
욱 두산중공업 BU장, 김성래 도화엔
지니어링 사장, 류유현 일지전력 대
표를 비롯해 장흥군 지천리 강중기
주민대표와 주민 등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육상풍력발
전 준공식’을 열었다.
장흥육상풍력의 총 설비용량은
18MW 규모로, 3MW급 6기로 구성됐다. 2020년 2월에 착

풍력(16MW)을 합쳐 총 34MW의 대규모 육상풍력발전을

공해 22개월 동안 공사비 약 520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

확보했다. 여기에 발전사들과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해상

9월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두산중

풍력(60MW)의 지분참여를 통해 7.5MW급 발전용량을 확

공업이 풍력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치를 담당했다. 건설공

보하면서, 서부발전이 보유한 자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사 설계와 송전선로 공사는 각각 도화엔지니어링과 일지

약 42MW로 늘어났다.

전력이 맡았다.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신재생발전이 차

특히 이번 사업에는 국내 최초로 단위 호기 최대용량인

지하는 비중을 총 발전용량의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

3MW급 국산 발전기가 도입됐다. 두산중공업이 독자 기술

히 육상풍력은 300MW 구축이 목표다. 올해는 장흥풍력

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번 준공으로 국내 육상풍력은 단위

을 포함해 총 144MW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를 조성할

호기 3MW급 시대를 열게 됐다.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과 운

예정이다.

영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김성균 서부발전 부사장은 “장흥풍력은 인근 정남진 편

장흥육상풍력은 앞으로 연간 46,000MWh의 전력을 생

백숲과 천관산 억새, 제암산 철쭉, 탐진호의 수려한 경관

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1만 6,000가구가 1년간 사

과 어우러져 장흥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

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더불어 신재생발전설비 조성으로 연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

간 약 2만 6,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기대된다.

발과 투자를 통해 순조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이번 사업으로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에 건설한 화순

하겠다”고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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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1년 독일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금상 수상
중소기업과 연구개발한 사회문제 해결 발명품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

발전소 기동 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질소산화물과 황연 현

발한 발명품에 대해 해외 발명전시회에서 국제적인 우수

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존기술 대비 탈질 성능을

성을 인정받았다.

최대 20%까지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설치비용은 40%,

남부발전은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독일 뉘른베르
크에서 개최된 ‘2021년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출품작 2

운영비용을 80% 절감하고, 질소산화물을 배출 허용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개에 대해 각각 금상과 특별상을 모두 수상받았다. 독일

또한, ‘IoT 기반 탈황설비 정비용 비계’의 경우 원통형

뉘른베르크 국제발명전시회는 1948년에 최초 개최하였

의 특수한 탈황설비에 맞춘 안전과 작업우선 설계방식을

으며 스위스 제네바, 미국 피츠버그와 함께 세계 3대 발

적용해 비계를 접거나 펼치는 기술개발로 설치 해체 작업

명전시회다.

의 용이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IoT 기술을 접

이번 전시회는 약 30여개국에서 총 700점 이상의 특허
발명품이 출품되었으며, 남부발전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Fast-SCR 융합 탈질장치’ 및 ‘IoT 기반 원통
형 탈황설비 정비용 안전인증 비계’ 등 2개를 출품했다.
남부발전이 개발한 ‘Fast-SCR 융합 탈질장치’는 LNG

목해 하중과 화상 감지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수상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친
환경·산업안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개발 선정품 지정을 통해 직접 구
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은 “이번 국제대회 수상
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
업과 R&D 발명품의 우
수성을 인증받았다”라며,
“향후에도 남부발전과 중
소기업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
지원, 기술력 홍보 등 국
내·외 전력산업 분야 판
로 개척에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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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파력발전 업무협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11월 2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력발
전 등 해양에너지 및 해양그린수소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
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금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추
진전략, 한국판 뉴딜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에너지와 그린수소 관련 기
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중부발전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양에너지
중 파력발전 관련 기술 확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노력하며, 관련 기술

그린수소 생산에도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최초로 풍

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력발전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연구과제를 제

해양에너지는 파도·해류·온도차·조수 등을 활용

주 상명풍력단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제는 사

하여 생산한 전기 또는 열을 의미한다. 국내 해양에너

업영역을 바다로 확장하고자 해양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지 부존량은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440GW, 기술적으로

하여 해양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와 해양그린수소 생산

100GW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기술은 실증 연구

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를 통한 기술고도화 단계에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파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발전

해양그린수소는 해양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시스템 개발과 실증 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술개발을 선도

수소를 의미하며, 탄소중립에 따른 해양재생에너지 확대

하고 있으며, 이를 연계한 해양그린수소 관련 핵심기술 개

에 따라 전력 계통 보완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발을 추진하고 있다.

상된다. 해양에너지와 해양그린수소 개발은 탄소중립 달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양그린수소는 육상 수소에너

위해서는 해양에너지 기술 확대와 수소산업 육성이 절

지 공급과 더불어 수소선박, 에너지 자립섬 등에 활용이

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력발전 등 해

기대된다.

양에너지와 해양그린수소 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

현재, 한국중부발전은 탄소중립 강화에 따른 신재생 분
야 전원을 확충하고자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을 위

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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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폴란드 신규원전 수주전 총력
폴란드 산업계와 협력 MOU 체결
포함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양국 간 장기적인 전
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공급사로부터의
49%의 재원조달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
수원은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K-EXIM)
및 무역보험공사(K-SURE) 등 수출신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수원은 폴란드
현지화 니즈 충족을 위해 폴란드 전력산
업협회(IGEOS)와 현지 공급망 개발 및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결했다. 그와 동시에 두산중공업은 폴란드 현지 기업 케마

힘입어, 본격적인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수주활동에 나섰

르 루로치아기(Chemar Rurociagi)社 및 레막 에네르고몬

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타즈(Remak Energomontaz)社와 폴란드 신규원전 기기

현지시각 11월 5일 폴란드를 방문하여, 폴란드 기후환경부

공급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고, 대우

회의실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

건설-두산중공업 합동 시공단은 부디멕스(Budimex)社 및

라 특임대사와 면담을 갖고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방안에

모스토스탈 바르샤바(Mostostal Warszawa)社와 시공분야

대해 논의했다.

참여 협력에 대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

문 장관은 면담에서 폴란드 원자력 도입 계획에 대한

정 사장은 또한 폴란드 주요 뉴스, 경제 신문, 온라인

한국 정부의 지지와 함께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포털 및 일간지 등 약 10여개 매체의 언론 기자들을 초청

의지를 피력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 제안서를 내년 1

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한수원과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분기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 사장은 한수원의 제안은 그 어느 경쟁사 보다 기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국형 원전은 안전성, 기술성,

력, 경제성, 재원조달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 있을 것이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 확신한다”며, “한

라 강조했다.

수원이 UAE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수한 건설 역량을

한수원의 제안서는 크게 기술, 사업비, 공정, 재원조달,

바탕으로 폴란드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사업관리 분야 등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폴란드 정부에서

100년에 걸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화,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말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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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구원 ‘고체전해질 공침 제조기술’, 기업체 이전
고체전해질 ‘저가격’ 및 ‘대량생산’ 이슈 동시 해결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 차세대전지연구센

이번 성과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굴지의 전

터 하윤철 박사팀이 개발한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용 고체

기·전자 재료분야 및 리튬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전

전해질 공침 제조기술’이 국내 전기·전자 재료분야 대표

문업체인 대주전자재료(주)에 기술이전 됐다. 대주전자재

전문기업인 대주전자재료(대표 임일지)에 기술이전 됐다.

료(주)는 본 이전 기술을 이용하여 2022년까지 제2공장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높고 연성

부지에 파일럿(pilot)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고체전해질

(Ductility)이 커서 극판과 분리막 제조가 쉽다는 장점이 있

양산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지

으나, 주원료인 황화리튬(Li2S)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

난 9월 수주한 ‘소·부·장 강소기업100’ 과제를 통해 전

와의 혼합 공정에 높은 에너지가 드는 ‘볼밀법’을 사용하

고체전지용 리튬 금속(Li metal) 음극을 대체할 수 있는 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물도 소량 생산에 그

양한 실리콘 소재를 개발하여 2025년 이후 개화될 전고

치고 있으며 100그램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했다.

체전지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를 해결하는 KERI의 기술은 고가의 황화리튬을 사용

KERI 하윤철 박사는 “전고체전지 상용화의 관건인 고

하지 않고 ‘공침법(Co-precopitation method)’이라는 간

체전해질의 ‘저가격’과 ‘대량생산’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단한 용액 합성(One-pot) 과정만으로 황화물계 고체전해

수 있는 성과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

질을 저가로 대량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성과다.

해 고체전해질의 양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꿈의 배터리

공침법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온들을 수용액 혹은
비수용액에서 동시에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리튬이차전

라고 불리는 전고체전지의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KEMC

지용 양극 소재를 대량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연구팀은 꾸준한 노력으로
리튬과 황, 인, 할로겐 원소 등을 공
침시키는 공정 방식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싼 황화리튬을 사용하
던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고체전해질
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순수 원료비 기준으로 보면 KERI
의 제조 방식이 기존 대비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볼밀법과 같은
고비용·고에너지 공정을 거치지 않
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절
감 효과는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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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광역정전사고 예방 ‘의기투합’
기관 간 협약 맺고 ESG 경영 실천에도 함께 앞장서기로
두 기관 대표는 이날 협약
에서, 국가 산업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발전소와 전력
망 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대
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광역정
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 자문, 발전전력설비 기
술자료 제공 및 정보 교환 등
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설비 진단기법 공유
를 통해 중 소 발전소의 안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가 전력수급 운영
책임기관인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손잡고 광역정
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성을 높이고, 기후환경 개선 등 ESG 경영을 확산시켜 나
가는 일에도 함께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였다.
박지현 사장은 “전력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정전

공사는 10월 27일,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거래소 본

사고 예방의 기반을 한층 굳건히 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정동희 이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일구어갈 친환경 전력설비 안전 확보에도 더욱 책임 있는

「광역정전사고 예방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KEMC

을 맺었다.

겨울철 전기재해 예방 위한 안전관리 활동 전개
전기안전공사가 겨울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

누전차단기의 손상 파손상태 여부 등 겨울철 전기화재 발

리 활동에 들어갔다. 공사는 11월 1일부터 전기안전 강화

생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여 개소를 대상으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로 집중 전기안전 점검을 펼쳤다.

을 펼치는 한편,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재난발생에 대비해 24

특히, 전열기기의 안전성 여부, 차단기 용량 및 손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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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황근무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KEMC

에기평,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MOU
해외진출 지원 위한 타당성조사, 현지실증, ODA 연계 사업 추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 권기영)은 10
월 28일, 에기평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
창섭)과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양 기관은 지난 8월부터 실
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계 사업 추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기술 혁신 산업육성을 위

육성사업 추진 등 양 기관의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어있다.

한 연구개발(R&D)과 보급의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에기평 권기영 원장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에너지기

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과 같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

술 R&D와 보급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

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여, 에너지기술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정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책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을 통한 세부 협력 분야에는 ▲에너지 R&D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

지원성과와 보급사업 연계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신재

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을 위해, 에너지분야 R&D와

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향상 정책개발 협력 ▲에너지기업

보급사업의 시너지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현지실증, ODA 연

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MC

신재생 R&D 대폭 확대
에기평의 내년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R&D) 투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838억 9,000만 원

자에서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

의 예산을 배정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562억

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1,800만 원에 그쳤다. 신재생은 작년(2,594억 7,900만 원)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보다 약 244억 원 늘어난 반면 원전은 오히려 작년(648억

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9,800만 원) 보다 약 86억 원이 줄었다.

에기평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핵심기

이는 유럽과 일본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술개발사업 R&D 예산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신

서 원전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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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글로벌 수소기업 30개 육성하는 수소 선도국가 된다
수소연료전지 연10만기 생산 공장 신축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플랜트 구축 등 수소경제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천에

①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②R&D·인프라·수소차·충전

서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이 발표되었다.

소·안전·표준 등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③수소경제위

24

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와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2030년까지 약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

43+α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급에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기록하였으며, 트램, 화물·

다만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연료전

청소트럭, 지게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실증 중으로

지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로 수소경제를 넘

수소경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어 청정수소 경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유

또한, 수소트럭·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통·활용 전주기 생태계가 동시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연료전지 등 신제품을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어 수소산

이에 정부는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

업이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도

지”가 될 수 있도록, ①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②빈틈

마련되었다.

없는 인프라 구축, ③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④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도 투자계획 발표

우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향
후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에 화답하여 민간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

업도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유통, 수소연료전지

내외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이산화탄소가 없는 청정 블

표. 2030년-2050년 수소경제 비전

구분

생산

저장·운송

핵심메세지

2020년

2030년

2050년

22만톤

390만톤

2,700만톤

부생·추출 100%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 청정수
소를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뤄
냅니다.

그린·블루
50% 이상

그린·블루
100%

석유·가스 에너지 자급률
13.2%

청정수소 자급률
25% 이상

청정수소 자급률
50% 이상

전국 곳곳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
합니다.

수소충전소
70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
정유 산업단지 내 배관

수소충전소
660기

수소충전소
2,000기 이상

미세먼지 없는 발전으로 편히 숨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수소발전 1%
(화석연료중심)

수소 사용량이 100배 넘게 증가합
니다.
환경오염 없는 청정수소로 100%
전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소 충전이 가
능합니다.

수소자동차로 공해 없는 도시를 실
현합니다.

활용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그린 산업으로
재도약 합니다.

발전용
배관망 구축

승용차 1만대
버스 75대
택시 20대

내연기관차 수준 도달
(내구성과 주행거리)

화석연료·원료 중심

수소전환을 위한
실증 완료

수소발전 7%

수소생산 주요 거점별 배
관망 구축
버스·트럭, 선박·열
차·UAM 등 다양한 모빌
리티
수소발전 20% 이상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중심)
수소로 전환(수소환원
제철, 그린화학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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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글로벌 수

열차·선박·UAM·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

소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소 자급률을 높이는 한

용을 확대한다. 현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더해 수소

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

터빈(혼소·전소), 석탄 암모니아 혼소 등 수소발전을 확

두 번째, 청정수소를 다방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대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철강·

록 강력하고 빈틈없는 수소인프라를 구축한다. ‘K-조선’ 강

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활용을 적극 확대,

점을 활용해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을 조기

탄소중립 공정을 실현하여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

에 상용화하고, 수소항만을 조성하여 원활한 해외수소 도입

갈 계획이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네 번째, 기업과 정부간 혼연 일체된 협력으로 우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충전망을 구축하고, 기체수소 대비 경

라의 수소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민간이 계

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및 주요 거점별 수소배관

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을 구축하여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한다.

정부가 R&D·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

세 번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상

갈 계획이다. 수소전문 대학원·대학교 과정 신설, 업종

에 수소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최고의 연료전지 기

전환 재교육 등을 통해 ‘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를

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수소차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우선 실증 등으로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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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게 발

발전 연료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산·유통·활용

전하고 있는 수소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도의

각 분야별 대표기업이 새로운 미래도약 다짐과 비전을 공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글로벌 청정수소경제

유하였다.

를 선도해 나간다.

해외 청정수소 개발부터 운송·저장, 활용에 이르기까
지 밸류체인별 관련 기업들이 연합하여 청정수소를 도입

대표 기업들 미래도약 공유

하는 “청정수소 밸류체인 5개 프로젝트(”H2 STAR“ 프로
젝트)”가 소개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태양광, 풍력 등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수소경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 국내 수

제이행기본계획”에 담아 11월중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개

전해 기술로 수소 전환 후, 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여 국내

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발전과 산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①삼성엔지니어링과 GS에너지는 청정수소 생

수소생산, 활용 등 모든 밸류체인에 관련된 재생에너

산·도입계획, ②SK E&S는 국내 블루수소 생산·액화 유

지, 조선, 발전산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차세대 친환경선

통 및 핵심기술투자 계획, ③한국전력공사는 석탄·가스

박 시장 선점 등이 기대된다. KEMC

수소충전소 정보, 전용앱에서 실시간 확인해
실시간 정보앱 “하잉(Hying)” 시범서비스 개시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수소충전소 정보를 이용할 수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통해 운영중 수소충전소(78개

있도록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하잉)의 베타

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버전(시험용)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 충전소에 설치된 판매관리시스

11월말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을

템(POS) 등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

통해 앱의 주요기능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담기관의 연계서버에 전송되어 전용앱에 제공되는 구조

접수받아, 12월에 정식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다.

로 정확도 높은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앱이름 하잉(Hying)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

이용자들은 영업, 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

를 결합하여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

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의

겪어왔다.

이미지를 담고 있다. KEMC

이에 산업부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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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존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나왔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은 40% 대폭 상향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

서울대 교수)는 지난 10월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

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시

체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

나리오가 나왔다.

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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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
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
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
진다.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
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
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
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각 분야 어떻게 대응하나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
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
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
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
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
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
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0월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1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탄소중립 EXPO」에 참석하여 신재생에너지관, 탄소중립 특별관, 에너지효율관 등 주요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전시부스를 둘러보았다.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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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

(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

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

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
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

표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단위 : 백만톤 CO₂eq)

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
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
만 톤에서 2030년 149.9백만 톤
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
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
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
만 톤에서 2030년 222.6백만 톤
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을 통해 2018년 52.1백만 톤에서
2030년 35.0백만 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나리오 간 내용이 상이한 부문은 파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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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

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

표 2.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국가
EU

2030 NDC 상향
(탄소중립 선언 후)
’90년 比 최소

55% 감축
’90년 比

영국
미국
캐나타

68% 감축
’05년 比

50~52% 감축
’05년 比

40~45% 감축

일본

’13년 比

46% 감축

2050년까지 매년
균등감축 시
2030년의 감축수준

만 톤에서 2030년 61.0백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 66.7%

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 66.7%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
2018년 24.7백만 톤에서 ’30년 18.0백만 톤으로 27.1% 감
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
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

△ 55.6%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55.6%

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

△ 45.9%

김부겸 위원장(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
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MC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 포럼 출범해
산업계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논의
산업부는 10월, 산업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 포럼’을 출범하였다.

기술의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어, 나가사키대학교 석선희 교수는 높은 제조업 비중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중장기 온실가스 저

석하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신속하

감 목표와 탄소중립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석 교

게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

수는 일본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해 마련되었다.

탄소중립을 한국 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

이날 포럼에서는 ①세계적 기후기술 동향 및 전망과 우
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②일본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 포
럼’을 8회 이상 개최하여,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박형건 팀장은 세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계적 기후기술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우리나라 상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전략’을 연내

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KEMC

31

Market Trend

성장하는 국내 이차전지 소재, 저탄소 친환경 경쟁력 키워야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CO₂ 배출관리가 핵심 경쟁요건

이차전지 산업의 저탄소 트렌드를 역내 산업 기반 확대
및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나

건화를 위해, 저탄소 전력 공급 등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경쟁력이 국내 소재산업 생태
계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배출 관리, 경쟁력 요인으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수항 수석연구원(신성장연구실)은
최근 POSRI 이슈리포트 보고서(탄소중립, 이차전지도 피해

이차전지 관련 다양한 ESG 이슈가 존재하는 가운데, 탄소

갈 수 없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소재산업의 생태계 강

배출 관리가 향후 산업의 핵심 경쟁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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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고 있다. CO₂ 배출량은 LCA 관점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최종제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원료소재-부품’을 포함한 전 단계의 저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국들은 핵심 수요산업인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차
전지와 관련된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가 선도적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도 유사 규
제 방향을 시사했다. EU는 2024년부터 역내에서 판매
되는 이차전지의 Carbon Footprint(제품의 생산-사
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총량) 신고 의무화
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 확보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 이차전지 후발주
자로서 친환경 경쟁력을 차별화 요인으로 활용하려는 전
략적 배경이 있다. 2025년 유럽시장 전기차용 이차전지
자급 목표로 유럽 내 원료자급비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시장 가운데 미국도 유럽 규제를 벤치마킹하고 유
사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한국은 아
직 직접적 규제는 없으나, 주요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시장
대응 차원의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완성차사는 부품사 등 공급망 대상으로 CO₂ 배출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완성차사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따라 이차전지를 비롯
한 부품사에 CO₂ 배출 관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
차사가 직접 ESS 재사용 사업 등에 참여해, 전기차용으로
수명이 다한 이차전지의 사용주기를 증대시키거나, 리사
이클링 통해 CO₂ 저감 도모한다.
이차전지는 코발트, 니켈 등 핵심원료가 저개발국 특정
지역에 편재된 탓에 수질오염, 아동노동, 용수부족 등 다

전기차 이차전지, 탄소저감에도 핵심

양한 ESG 이슈가 지속하고 있다. 광산 인근 지역 주민과
의 갈등 해소, 책임광물 사용 등 원료 채굴 관련 다양한
이슈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Carbon Footprint의 30%를 점유하
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전기차 생애주기 Carbon Footprint 17톤 중,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CO₂ 배출 관리가 핵심 경쟁요건으

제조단계 발생량은 약 5톤 내외 추정하고 있다. 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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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제조공정에
건식 전극 공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는
양극재 제조 시
전구체 제조단계
를 생략, 니켈 등

EU의 이차전지 관련 Carbon Footprint 및 리사이클링 규제 방향

의 금속분말을
조단계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CO₂를 배출
해 완전한 ‘친환경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 사용하는 공정을 개발하려고 한다.
EU 등 후발국은 이차전지 산업의 저탄소 트렌드를 역

이차전지 단독 기준으로는 전체 CO₂ 배출량 중 약

내 산업 기반 확대 및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

20%가 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다. 양극재의 경우, 니켈/

하려 한다. 노스볼트(Northvolt) 등 신규 진입자는 기획 단

코발트/망간 등 금속 원료의 Carbon Footprint 비중이 높

계부터 재생에너지와 리사이클링 원료 조달 여건을 고려

으며, 이는 대부분 원료 채굴/정제 과정에서 나온다.

해 부지 선정 및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전지 제조국 및 원료 공급지역의 에너지 Mix에

미국도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따라 탄소배출량 차이가 발생한다. 중국은 석탄발전 비

있으며, 중국산 원료/소재는 공급 안정성 측면은 물론

중이 높아 EU 대비 많은 양의 CO₂ 발생한다. 이차전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존도를 낮춰야 할 대상으로 규

핵심 제조국인 한/중/일의 경우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정하고 있다.

높아 미/EU 대비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차전지 성장에 연계, 국내 소재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경쟁력이 국내 소재산업 생태계의 장
기 생존력을 평가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완성차

재생에너지와 리사이클링 확대 추진제

사가 요구하는 저탄소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결국 원료와
소재 제조단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하며 현재 공정 기반으

규제요인에 직접적으로 대응, 재생에너지 저비용 지역
부터 우선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사 요청에 대응, 유럽/미국 등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낮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추진하고 있다.
유럽 일부 소재기업의 경우 역내 리사이클링 및 원료

로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나, 국내 여
건상 본격적인 전환에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다양
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추진 중이나 본격화
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급에 연계,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는 시도을 하고 있

박수항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차전지 제조사들

다. 유럽 양극재사,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원료-소재-리

의 미국/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소재 기업의

사이클링’의 순환형 공급구조 선제적 구축하고 있다.

동반 진출 압력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친환경 경

장기적으로는 공정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
적으로 절감, 제조비와 탄소배출량을 동시에 낮추려는 시
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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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방향성
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EMC

글로벌 기업 85% “향후 3년간 디지털 전환 투자 늘릴 것”
AI와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인간 통찰력 결합, 디지털 운영 기술 전망
기후 변화 대응이 핵심 과제
팬데믹 이후 기후 문제에 대한 긴급한 조치
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응답자 90%
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 10곳 중 9곳(89%)
은 향후 5년 내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실제로 기업 리더들은
이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단언했다.
해당 설문 조사에서 기업의 85%는 지속가능
성을 강조하는 고객의 수요가 밸류체인 전반의
향후 3년간 기업의 약 85%가 기후 변화 대응, 자동화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기업의 성과와 가시성을 지속가능

기술 도입, 첨단 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

성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을 드러냈다. 특히 독

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비즈니스 혁신

아비바(AVEVA)가 발표한 기업 혁신의 우선 과제에 따

을 위해 범세계적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 내

르면, 산업 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사물인터넷(IIoT), AI

기업의 47%는 환경과 관련 기업의 혁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및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기술에 기업 운영진들의 통찰력

한편, 기업의 약 80%가 환경규제 목표 달성과 그 이상에

이 더해지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더 나은 성과를 이끌

초점을 맞추었으며, 83%는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우

어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선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고객의 83%는 밸류체인 내에서

이번 조사는 농업과 식음료, 인프라, 에너지, 전력 및
화학을 포함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가 850 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재의 순환성과 재활용을 지지했고 해당 지지도는 총 기업
의 44%에 해당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라비 고피나스 CSO 겸 CCO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AI와 자동화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75%의 기업이 퍼포먼스 인텔리전스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56%)과 독일(55%) 기

있다고 밝혔으며 89%는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겠다고 말

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꼽

했다. 아비바는 이러한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았으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직원 간 연결성 향상 전략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및 인력 솔루션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것이라 답했다.

포부를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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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
전기사업 공공성과 효율성, 에너지정책 합리성, 혁신 기술의 진입
디지털 기기로 전력시스템을 통제운영하는 전기사업
의 디지털 전환은 에너지전환으로 대표되는 전기사업의

지막으로 혁신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
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성

은 최근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라
는 보고서에서 “전기사업도 혁신 기술을 통해 전기의 생

최근 발전소 열효율 지표도 상황이 좋지 않다. 열효율이란

산과 수송 방식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에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손

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실되고 최종적으로 전기로 바뀐 열량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조화시키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며, 마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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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표 1. 지능형전력망의 기술 구성

것은 효율 향상 동기 부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중에는 동일
한 발전량을 얻기 위하여 더 적은 연료를 투입하는 방법
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이러한 소프트웨어 활용
은 발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환경 문제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어 불가능한 발전기의 증가는 발전량 예측 기
술과 제어 기술의 결합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두
기술의 결합이 필요한 이유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DER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에 DER의 발전
량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DER 출력 변동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설비를 준비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전가능발
전기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응용 프로그램

지능형전력망을 구성하는 기술은 여러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가 혼재되어 있지만 광역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
템이 핵심기술이다.
광역감시제어시스템(WASA: Wide Area Situational
Awareness)은 송전 설비 상태를 감시 운영하고 실시간으
로 전력시스템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전력시스템을 보호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발전소에서부터 배전망과 송전망이 교차하는 변전소
까지를 관리하는 컴퓨터제어 시스템을 전력계통운영시스
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고 지칭한다.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RTU를 거쳐
SCADA가 취합하여 보낸 자료를 알고리즘에 의하여 연
산하여 발전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 다시

지금 전력거래소가 사용하고 있는 EMS는 전력시스템

SCADA에 이 신호를 반환하는 장치다. SCADA는 EMS가

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전기사업에서 사용되는 CPS다. 과

만든 신호를 다시 개별 기기에 전달한다.

거 지엽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던 EMS의 기능은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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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
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
제관리하는 체제를 의
미한다. 지능형전력망법
의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
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두 법률에서 말하는 전력
계통과 전력망은 같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은 인허가가 엄
격하게 이루어지나 지능
형 전력망법에 따른 사업
의 경우는 등록제로 운영

전력망과 전력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관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어 알고리즘의 향상과 하드웨어의 성능 개선으로 통제기

능형전력망 사업은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는 정부 허

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가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전기사업법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EMS가 위험을 회피하는 데에 사
용되었다면 이제는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로 성장하였다.

의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
며, 소규모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등록제
로 운영된다. 지능형전력망법은 전력망에서 취득되는 전

전기사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ㆍ정책 동향

기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전기사업법의 공정한 거래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률 중에서 전기사업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률은 지능형전력망법과 전기

를 위하여 전기공급자에 대한 정보와 전력시스템 관련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법이 있으며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관련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사례

지능형전력망법은 2010년 10월 29일에 정부가 제안하
고 2011년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 11월 25일부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계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

터 시행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법은 전기사업의 디지털

결정을 촉진하게 된다. 즉 컴퓨터에 의한 의사결정과 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퓨터에 의한 집행 빈도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

전기사업법에서 말하는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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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컴퓨터끼리 주고받은 자

료에 의하여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

는 재화를 전기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

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특

보통신기술이다.

히, 전기사업법 제45조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계통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 기술이 기계식에서 디지털 방

운영 관련 지시의 포함 여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컴퓨

식으로 전환하면서 측정 주기가 짧아지고 데이터를 저장

터 지시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짐에 따라 전기의 실시간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계측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시

전기사업법 제45조는 법인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

스템에 연결된 각종 기기를 중앙제어센터에서 제어하여

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발전 출력

전력의 품질을 높이고 열효율을 증가시켰다. 최근에는 정

조정에 대한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그리고

전예방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45조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기사업자들은 사람의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의 일부를

개입 없는 제어 기술을 응용하여 전력산업과 전기사업의

제한하였는데, 제한의 근거가 되는 우선순위와 지시를 위

효율을 높여 왔다. 다만, 현재까지의 자동화 기술은 발전

한 근거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정해지고 짧은 주기

과 송전에 주로 응용되었고 전기사업법도 발전사업과

로 이루어지는 지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하

송전사업을 대상으로 제어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계측

여 자동으로 값이 생성되고 생성된 신호는 거래의 상대 컴

기 설치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였다. 배전사업자와 소비자

퓨터에 전해져 상대 컴퓨터가 자동으로 신호를 처리한다.

사이의 자동화 계측기(AMI) 보급은 지능형전력망법에 근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전력시스

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템을 운전하는 것은 거대한 전력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끝으로 보고서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전기사업의 디

유지하는 수단이 복잡한 수식과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는

지털 전환을 추진 시 유념할 사항으로 “첫째, 전기사업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알고리즘이 처리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는 주요 내용은 발전기의 발전량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 기계의 활용은 최종적으

며 발전량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 간의 정산 금액

로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고용 문제와 불가분의

에 영향을 미친다. SMP를 정하기 위한 적산 알고리즘과

관계에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전력망 기술의 혁신뿐

발전기 출력을 조정할 때의 원칙이 컴퓨터 알고리즘이며

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혁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재생에

이 알고리즘에 의한 지시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포

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사결

함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정에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
술과 제도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특히 기계의 판단에 의

혁신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한 사회 시스템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전기사업은 그 발생 초기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유념 사항이 긍정

으로 수용하여 전력시스템 효율을 높였다. 전기사업은 보

적으로 작용하여 전기사업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

이지 않는 전자를 취급하기에 전기의 흐름을 계측하는 장

화시키고, 에너지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뿐만 아

치가 없으면 전기사업자들은 생산된 전기를 누가 얼마만

니라, 혁신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

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인지 불가능한 전기라

으로 보인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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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
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
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
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
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
품리스트, 설계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
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

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

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

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

6. “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

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

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

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

초의 모델을 말한다.

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신

7.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
해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
방법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
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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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모델단위로 하되, 공단의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 등
재된 인증 모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

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⑦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

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

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

제출할 수 있다)

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 업체현황

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제6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다.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

라. 제
 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

심사를 할 수 있다.

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
 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1.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인
 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

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

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

1. 공단은 인증 심사 전까지 인증심사원과 인증신청인 등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

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
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
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
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

2. 인증신청인은 사내표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 등 공장
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
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단은 2호에 따른 자료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심사하며,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외주
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제7조(인증 표시)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의 인증효력은 인

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

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별표 4] 및 [별표

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②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 및 [별표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

5]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

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

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③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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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
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

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사업

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

장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

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

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

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

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

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제조공장창고 또는 설치현

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

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별표 2]의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

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2]의 인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

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 구입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된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측

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

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할 수 있다.

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으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며,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
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

제11조(인증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합 여부,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협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

2. 고
 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

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

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
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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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
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
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
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

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제2항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

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여야 한다.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
 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
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
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고효율시험기관으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①항 각 호의 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

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포

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한 시험기관 운영실적보고서를 받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

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

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

제14조(보고 등)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

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

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

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

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

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고
 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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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

부칙 (199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부칙 (1998. 7. 7.)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개정이전에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

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
기자재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압축기

9. LED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11. 가스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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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
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
용하는 것.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
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
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30100kcal/h) 이하인 것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
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12. 전력저장장치(ESS)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 등기구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
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
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
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
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
기를 포함

KS R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
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1) 실내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9. LED램프

1) 직 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
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

1) 스마트LED램프 :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어
가 가능하고 일체형 LED 광원 및 KS C 7651에 규정된 베이스를 적용한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단, 150W 초과도 포함하고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는 제품은 제외)
2) 스마트LED등기구 : AC 220 V, 60 Hz에서 유무선 통신(IR리모컨 제외)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광제
어가 가능하고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광원을 적용한 등기구(단, 별도의 아날로그 조광기로만 제어되
는 제품은 제외)
3)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재실 또는 사물감지가 가능하고 조도 감지 센서가 포함되어 다음 필수 기능
이 구현 가능한 조명제어시스템
※ 필수 기능 : 재실 감지 또는 사물 감지, 조도 감지, 최대광속설정기능, 시간대제어, 구역설정, 대체제
어, 에너지모니터링, 원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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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APL :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연결의 미래
글: STEVE FALES, Director of Ethernet-APL, ODVA

Industry 4.0과 결합된 경쟁력 및 비용에 따른 압력으로

이 프로세스계장 산업은 이더넷-APL을 통해 현장계측

인해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장치, 에지(Edge) 및 클라우드

제어를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레벨, 중량 등의 센서 및 계

(Cloud)를 통한 장치의 정밀상태, 정밀운영, 정밀분석 및

측제어 관련 각종 액추에이터, 트랜스듀서, 모니터, 대시보

정밀예측, 유지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드, 프로세스 컨트롤러, PLC, DCS 등에 연결하는 등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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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조짐이며, 모든 산업계의 프
로세스계장 분야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방법들의 단점 중 하나는 현장장치, 시운전에 몇
초의 빠른 속도가 아닌 몇 분 정도의 늦은 시간이 걸리게

높은 고정 플랜트 비용과 함께 중요한 인프라 역할에

되며 중요한 프로세스 변수를 넘어서는 제한된 양의 프로

의해 구동되는 프로세스계장 산업의 신뢰성, 보안 및 안

세스 및 진단정보만 전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밀

전 요구사항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부문 보다도 훨씬 전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 1960년 전기신호 4-20mA와 1940년 공기압신호
2

Process fieldbus 솔루션은 잠재적인 장치 상태와 원격

0.2~1,0Kg/cm 신호와 같은 신뢰할 수 있고 입증된 IEC

시운전의 가능성을 제공했으나 교육, 유지 보수, 신뢰성

국제통일 신호 및 제어 기술로 현재까지 한국 및 전 세계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규모로 채택되지 않

의 공장들에서 필드버스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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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드버스 표준의 종류가 많은 다중 표준으로 인해 난

2019, 10BASE-T1L) Cable, 엔지니어링 전력, 본질 안전

맥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행히 최종 사용자에게는 큰 이

방폭(IEC 60079, 2-WISE), 유형 A 필드버스 케이블(IEC

점을 각각 제공해 왔다.

61158-2)의 조합이다. 그 결과, 이더넷-APL은 트렁크 길

Industry 4.0을 통한 기술발전과 결합된 경쟁 및 비용

이당 최대 1,000m의 장거리 케이블, 전원 인프라 및 석유

압박으로 인해 장치(Equipment), 에지 및 클라우드를 통

화학 공장 등과 같은 모든 클래스 1 위험지역(Hazardous

한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정교한 장치상태의 파악, 정밀

area) 및 부서에 본질안전 방폭에 대한 프로세스계장 산

운영분석 및 정밀예측 유지관리의 스마트화가 그 어느 때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다.

보다 필요한 중요 문제로써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

본질 안전 방폭을 정의하는 2-WISE를 사용하면 다른

세스계장 산업은 세계적으로 이를 극복 할 큰 변화를 준

계산없이 본질 안전 방폭을 검증하기 위한 간단한 단계

비하고 있었으며, 2022년 단일 프로세스계장 IEC 국제표

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10BASE-T1L은 10Mbit/s에서 속

준이 될 이더넷-APL을 공동 출시하면서 프로세스현장 계

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더넷-APL은 물리계층 일 뿐

측제어 장치에 이제는 이더넷-APL을 직접 연결할 때가

이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가 선도적인 산업자동화 표준기

된 것이다.

관에서 IEC 61508 및 ISA/IEC 62443에 기반을 둔 표준
안전 및 보안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이더넷-APL의 개요

한 이더넷-APL은 EtherNet/IPTM, HART-IP, OPC UA,
PROFINET 또는 기타 상위수준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더넷-APL은 싱글 페어 이더넷[SPE](IEEE 802.3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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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더넷-APL을 통해 이더넷은

현장 계측에서 플랜트 프로세스계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프로세스계장 장치를 릴리스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더

원활하게 확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넷-APL의 가치는 ACHEMA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세스

계획시스템 및 사용료가 대폭 절감되는 클라우드 환경으

계장제품 공급업체와 산업 프로토콜에 대한 참여를 보여

로 확장하여 불필요한 게이트웨이의 숫자를 많이 줄일

주는 멀티벤더 데모를 통해(독일 BASF공장에 적용 후) 입

수가 있다.

증되었으며,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옵션과 상호운용
성(Interoperability)을 강조한다.

이더넷-APL 기술출시
이더넷-APL을 위한 다음단계
“APL 프로젝트”는 표준개발 조직인 FieldComm
Group, ODVA, OPC UA, PI(PROFIBUS & PROFINET

제약이나, 식/음료와 같은 하이브리드 산업은 현장 프

International) 등의 세계4대 SDO와 12개 세계주요 산업

로세스계장 장치가 장거리 케이블 길이를 필요로 하거나

프로세스계장 프로젝트의 공동회원 인, ABB, EMERSON,

위험한 환경에 있는 경우를 위해 현장 프로세스 계측제어

Endress+Huser, KROHNE, PEPPERL+FUCHS,

장치의 현저하게 향상된 데이터의 가시성을 활용하는 이

PHOENIX CONTACT, ROCKWELL AUTOMATION,

더넷-APL 기술이 얼리 어답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SAMSON, SIMENS, STAHL, VEGA, YOKOGAWA 등으로

기술 시연요원, 산업 운전요원 및 내부 테스트를 통해

구성된다. 3년간의 성공적인 공동협력 끝에 이더넷-APL

개념이 입증되면 전통적인 프로세스계장산업은 채택을 서

프로젝트는 2021년 6월 15일 독일의 ACHEMA 펄스 디지

둘러야 자사에 이득을 보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로세

털 박람회에서 이더넷-APL 기술을 출시했다.

스계장의 최종-사용자(End-user)는 빠르게 증가된 속도

기술 출시에는 사양, 엔지니어링 지침(ENG Manual),

로 인해 고급 정밀분석예측 유지관리 및 향상된 운영관리

적합성 테스트 계획(Conformance Test Plan)의 출시가

를 스마트기술을 채택 함으로 인해 가장 큰 가치를 창출

포함되었다. 또한 방폭 위험 지역(Hazardous Area) 보

하게 될 것이다. 1,000m의 장거리 케이블 길이와 본질 안

호 및 표준화된 제품의 마킹 없이 여러 전력레벨에 대한

전 방폭 기능을 통해 이더넷(Ethernet)이 표준현장 프로세

이더넷-APL 개념을 만드는 정의된 포트프로파일(Port

스계장 장치의 솔루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유저(USER)

Profile)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단계에는 일부 공급업체

회사는 이더넷-APL에 대한 +/- 20옴[Ohm] 허용 오차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기제품을 보유한 회사에서 현장

로 100옴[Ohm]의 저항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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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필드버스 케이블을 잠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

에서 이더넷-APL의 물리계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록 설계되어있다. 유형 A 필드버스 케이블을 재사용하고

는 TCP/IP, HTTP, FTP, SNMP 및 DHCP를 포함한 상업

동일한 케이블에서 전력과 통신을 동시에 공급을 받을 수

적 기반의 산업계측제어 하드웨어, 개체지향 기반 및 표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 SPE(Single Pair Ethernet) 케이블

준 인터넷프로토콜 호환성의 장점을 실현할 수가 있다.

기술은 기존의 전원선과 인터넷 선이 분리되어 공급하는

EtherNet/IP를 지원하는 최초의 이더넷-APL 인프라 및

것을 막기 위해 동축 장거리 케이블(1,000m)에 전원/인터

현장장치는 2021년에 출시되었다. EtherNet/IP에 대한 지

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이다. 이와 동시

속적인 개선사항은 디스크리트, 하이브리드 및 프로세스

에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의 필드버스 케이블로도 호환이

계장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향후 산업커뮤니케이션

되도록 제정되어 기존의 필드버스선을 걷어내지 않고도

및 제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 및 진행을 시행 중이

그대로 연장이 가능한 장점을 갖도록 개발을 하였기 때문

다. 최근 EtherNet/IP 프로세스계장 기술 향상에는 NE107

에 현장에 포설할 케이블 자재 비용과 케이블 설치 비용

진단, HART통합, IO-Link 통합 및 장치설명 향상기능이

을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다.

포함된다.
EtherNet/IP를 사용하면 NAMUR NE 107 진단정보를

ODVA의 EtherNet/IP 및 이더넷-APL관계

DCS로 쉽게 전송하여 운영자의 검토를 위해 또는 예측
유지관리를 위한 에지 장치 매핑으로 쉽게 전송할 수가

EtherNet/IP 통신 네트워크는 프로세스계장 플랜트

있다. HART와 EtherNet/IP 장치와 IO-Link 및 EtherNet/

ODVA의 EtherNet/IP 네트워크가 이더넷-APL에 적용된 HMI 클라이언트-운영자 디스플레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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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장치 간에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세스계장

또한 게이트웨이의 사용량이 대폭으로 줄어 경제적 이

자동화에서 EtherNet/IP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원활한

윤추구에 한몫을 유저에게 피드백 해 준다. 적합성 테스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연결된 인프라를

트 제품은 프로세스계장 플랜트의 현장 혁명에 이더넷

구축할 수 있다. ODVA는 프로세스 자산 관리도구에 대

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더

한 통합을 간소화하기 위해 FDT, FDI 및 xDS를 포함한 차

넷-APL은 향상된 원격시운전, 자산관리, 제어, 분석 및

세대 디지털화된 장치설명 파일로 EtherNet/IP의 생태계

진단/예후를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여 이 새로운

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치설명 노력의 최종의 목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NAMUR 오픈 아

표는 장치정보에 대한표준, 견고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

키텍처(NOA)의 두 번째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

하고, 안전한 장치설명의 팩트를 구현시키고, Industry 4.0

여 프로세스계장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및 산업용 IoT가 주도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IEEE 이

을 감안할 때 이더넷-APL이 프로세스계장 자동화의 미래

더넷 표준규정 준수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속도(예: 10, 100 Mbit/s, 1Gbit/s이상, 구리, 섬유, 섬유 링
및 무선, 스타, 선형 및 링을 포함한 토폴로지)를 포함한

STEVE FALES의 결론

설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EtherNet/IP는 CIP 안전™,
CIP 보안 장치 방어™, 병렬 중복 프로토콜(PRP) 및 장

이더넷-APL 표준이 완료되고, 제품이 진행 중이다: 프

치 레벨 링(DLR)을 통해 기능적 안전성을 지원하고 있다.

로세스계장 산업을 위한 2 와이어, 10Mbit/s 이더넷 기술

ODVA는 EtherNet/IP가 인더스트리 4.0 및 IIoT의 모든 요

사양, 테스트표준 및 2 와이어 이더넷 물리계층 구성 요소

구 사항을 충족및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를 포함한 10가지 이더넷-APL의 이점을 확인하여 3년간

EtherNet/IP는 멀티밴더끼리 상호운용 가능하고 대단
히 표준화되고 입증된 산업자동화 네트워크이다. 프로세

의 작업 끝에 제공되는 위험한 프로세스계장 환경에서 고
속통신 현장 계측기기의 배포를 가능하게 하였다.

스 별 향상과 함께 EtherNet/IP는 네트워크 및 장치상태

마크 T. 호스케씨에 의해 2021년 6월 15일 추진 된공정

모니터링, 보안 및 안전성과 원격 장치구성을 위한 프로세

제조 산업을 위한 2선, 본질 안전 방폭으로 안전한 물리계

스계장 자동화기술 내에서 EtherNet/IP의 이점을 활용할

층인 10Mbit/s이더넷-APL 표준의 선도적인 표준 개발조

수가 있다.

직과 12개의 주요 프로세스계장기기 공급업체간의 3년 여
간의 협력개발 후 현재 완료공정 시점에 도달했다. 2022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이더넷-APL의 가치

년에 곧 완료마감 될 것이다. 이제 이더넷-APL 표준기술
의 사양서, 테스트표준 및 2 와이어 이더넷 물리계층 구성

이더넷-APL은 프로세스계장 자동화에서 산업용 이더

요소가 사용 될 것이며 위험한 지역인 프로세스계장 자동

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이

화 환경에서 고속통신이 가능한 새로운 현장 계측기기의

제 프로세스 최종 사용자는 이더넷-APL을 장거리 계측제

배포가 시작 될 것이다.

어 현장장치, 본질 안전방폭성 및 응용계층의 산업 프로토
콜 지원을 위한 단일표준 이더넷 물리계층으로 활용하여

이더넷-APL조직 소개 및 프로젝트 동참자

기존 솔루션의 안전보안 및 사용의 편이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

국제표준개발기구[SDO]인 FieldComm Goup, OD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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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UA 및 PI(Profibus &
Profinet International)와 12 개
의 주요 산업 프로젝트 파트너
는 “APL 프로젝트”에서 3년 동
안 현장 계측을 위한 새로운 물

“Ethernet-APL, 10년 이내에 프로세스계장
대부분 차지할 것”
글/ ODVA KOREA 조익영 전무

리계층 솔루션(SPE)을 개발하
여 만들었다.

Ethernet-APL이 가져올 글로벌 프로세스 계장 시장의 규모를 예상한

APL 프로젝트의 사양서, 엔

조사(Control 잡지)에 의하면, 보수적인 프로세스 계장 자동화 분야에서의

지니어링 지침 및 적합성 테스

빠른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Ethernet-APL’은 5년 이내에 프로세스

트 계획이 릴리스되면 최종 사

계장 자동화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게 될 것이며 10년 이내에는 대

용자는 프로세스계장 주요 공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급업체의 구성 요소를 공급받

그림 1의 두 수치에서 글로벌 독자의 40%는 향후 12-24개월 내에 이

는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일

더넷-APL 기술을 학습/평가할 계획이며 74.2%는 공급업체가 2024년까

부 공급업체에서 이미 만든 제

지 APL 호환 제품의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

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유저

로 나타나 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이나 기기 수 추정치는 알 수

가 사용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

없지만, 모든 주요 표준개발 조직과 모든 주요 프로세스 산업 파트너의 약

품이 될 것이다. 3021년 6월 15

속은 ‘이더넷-APL’이 향후 프로세스 자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케마

분명한 증거로 보인다.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더넷-APL 세부 정보를 제공했
다. 세계적 표준개발기구[SDO]

이에 이더넷-APL 기술위원 스티브 Steve Fales(ODVA마케팅이사)와
ODVA KOREA는 이더넷-APL 관련 Q&A를 진행하였다.

의 대표기관의 공동회의 주요
참가자 대표 사장단에는 조르그
헤이니체 엔드레스+하우저 혁
신 디렉터, Ms. Adrienne Meyer
ODVA Inc. 부사장(ODVA의 조
직운영 및 회원관리 담당 부사
장)[베이도운 박사(PhD)]ODVA
사장 겸 전무이사, 스테판 홉페
OPC UA 사장 겸 전무이사, 테
드 마스터스 FieldComm Group
사장 겸 CEO, 카스텐 슈나이더,

그림 1. Control지 독자들에게 물어본 APL 기술에 대해서 향후 12~24개월 기간 동안 관심
및 탐구에 대해 가장 잘 반영된 문항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45.2%는 “기다리고 지켜볼

Profibus & Profinet International

것”이라고 하였고, 40.4%는 “교육 및 평가 후 업무추진”을 말하고 있으며, 전략을 세워

회장 등이 배석을 했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관련 업체의 비율은 14.3%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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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APL에 대해 +/- 20옴[Ohm] 허용오차로 100옴[Ohm]
의 저항 표준을 충족하는 기존에 설치된 A형 필드버스 케
이블을 재사용할 수 있다. 유형 A 필드버스 케이블을 잠
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케이블에 전원과 통신
(인터넷)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 케이블을 구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케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 프로세스 계장장치 최종 사용자는 이제 이더넷-APL
을 장거리 현장계장 장치, 고유안전 및 애플리케이션 계
그림 2. 벤더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실질적으로 공급업체가

층의 산업 프로토콜 지원을 위한 단일 이더넷 물리적 계

약 2023년 2024년 1년 동안 APL 호환 제품의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층(single Ethernet physical layer)로 활용하여 이전 솔루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을 했다.

위 도표의 출처문서는 다음의 웹을 참조 바란다.

션의 안전, 보안 및 사용상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

https://www.controlglobal.com/articles/2021/

1970년대 이더넷이 발명된 이후 이더넷은 지리적으

ethernet-apl-are-you-prepared-for-the-new-way-

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사용이 확대되었다.

of-doing-things/

이더넷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동안에는 향후
Ethernet-APL이 프로세스계장 자동화를 위해 수십 년 동

Q. 전 세계적으로 프로세스계장 시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나?

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통일 신호인 아날로그(공기식신
호/전기식신호)처럼 새로운 신호체계로 대체될 때까지 장
기간 사용될 것이다.

A. Ethernet-APL은 필드의 계측제어 장치가 이음새
없이 장거리 케이블 길이(1,000m)를 요구하며 상당히 분

Q. 이더넷-APL이 국제표준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프

산되어 있거나 위험한 환경하에 있는 사용 사례를 나타낸

로세스 계장분야에서 ODVA PI, FieldComm Group,

다. 현장계장 장치의 데이터 가시성이 크게 향상된 이점

OPC UA 등 4대 SDO 및 YOKOGAWA를 포함한 12

을 활용하는 조직에 의해 제약회사 또는 식음료와 같은

개 협력 메이커 중 ODVA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하이브리드 산업분야를 필두로 하여 초기에 시작이 되겠
지만, 기존 프로세스 계장산업의 기술자들, 업계에서 내부

A. ODVA 부사장 Ms. Adrienne Meyer씨는 현재 APL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개념이 입증되면 채택될 가능성

프로젝트 마케팅-워킹그룹의 회장(Marketing working

이 매우 높다. 프로세스 최종 사용자는 더 향상된 속도로

group chairperson for the APL project)이다. ODVA는

고급분석, 고급예측, 정밀 유지보수 및 향상된 운영관리를

현재 APL 프로젝트의 멤버인 4개의 국제표준 개발조직

지원하므로 Ethernet-APL의 채택으로부터 최대의 가치

(SDO) 중 하나이다. 표준 개발단체인 FieldComm Group,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장거리 케이블 길이와 고유의 안전

ODVA, OPC UA, PI(Profibus and Profinet International)

방폭 기능으로 인해 이더넷이 표준 현장의 계장장치(솔루

및 12개 주요 산업 프로세스계장산업 프로젝트 파

션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계장 메이커 회사는 이더

트너[ABB, EMERSON, Endrss+Hauser, KROHNE,
PEPPERL+FUCHS, PhoenixContact, Ro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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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AMSON, SIEMENS, STAHL, VEGA,

트는 테스트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YOKOGAWA]는 현장 계측을 위한 새로운 이더넷-APL

그 결과는 다른 표준개발 조직에서 인정한다.

물리계층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APL 프로젝트'
를 진행해왔다. 어느 한 표준개발기구(SDO)나 산업프로젝

Q. 테스트 프로그램: IEEE 및 이더넷-APL 관련 작업은?

트 파트너가 다른 데 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4기관 모두
동등하다. 그러나 ODVA는 APL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참

A. FieldComm 그룹, Profibus/Profinet International,

여자이며, ODVA 부사장 Ms. Adrienne Meyer씨가 현재

ODVA 및 OPC UA는 제품의 IEEE 작동과 소음 내성 및

이더넷-APL 프로젝트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이다.

기타 요건을 포함하여 제품의 이더넷-APL 특정작동을 모

APL 기술출시 및 파트너 십 개요에 대한 문서출처는
다음의 웹을 참조 바란다.:

두 확인하는 물리계층을 중심으로 시험프로그램[Test P/
G]을 구현한다. 이 항목들은 모두 적합성시험 규격 내에

https://www.controleng.com/articles/ethernet-apl-

서 다루어진다.

standard-is-complete-products-are-on-the-waytwo-wire-10mbit-s-ethernet-for-process-industries/

Q. 모든 조직에서 공통 테스트 세트의 승인 여부는?

Q. Ethernet-APL 표준 인증은 다음의 4개 기관이

A. 예를 들어, 회사가 Profinet을 위한 이더넷-APL 압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1.ODVA, 2.PI, 3.

력 전송기를 테스트하고 나서 동일한 물리 계층에 HART-

FieldComm Group, and 4.OPC Foundation] 또

IP 버전을 만든다면, 회사는 HART-IP 기능만 테스트하

ODVA가 인증 대표기관으로서 참여기관에 위임된

면 될 것이다. 이더넷-APL 물리계층은 각 조직에서 공통

유일한 기관인가?

적인 일련의 테스트를 받게 되며 이러한 테스트결과는 각
조직에서 인식하게 된다. 기술 개요 비디오를 포함한 이더

A. 각 표준 개발 조직은 자사 네트워크를 위해 설계된
장치에 대해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물리적 계층 테스

넷-AP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ethernet-apl.org

공정산업을 위한 10가지 이더넷-APL의 혜택
이더넷-APL 기술은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공정자동화 시설에 고속 이더넷 지원 계측기기를 배치하여 막대
한 장벽을 일시에 해결한다.
이더넷-APL은 통신속도, 방폭 영역에 도달, 현장 계측 및 1000m의 장거리 케이블을 포설하여 유저회사의 현
장 실행에 대한 전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더넷-APL은 10BASET-1L을 기반으로 한 단일 쌍 이더넷(Single Pair
Ethernet)에 대한 사양의 연장으로 모든 고차적인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관련 플랜트에서
안정적인 작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은 물리계층(Physical Layer)를 조정하여 만족을 엔드 유저들에게 안겨 주었다.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계장 플랜트산업의 산업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에서의 요체 중 중요 포인트는 프로세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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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업에 설계의 이점을 포함시킨 점이다. 다음은 공정사업을 위한 10가지 이더넷-APL의 혜택을 기술하였다.
1. 고속 이더넷 기반 통신 단일 물리계층으로써의 이더넷-APL은
2. EtherNet/IP, HART-IP, OPC UA, Profinet 또는 기타 상위수준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3.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작동한다. IEC TS 60079-47(2-WISE 또는 2-와이어 본질적으로 안전한 이더
넷)의 기술 사양에 “본질안전방폭” 점화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이더넷-APL 장치가 충족해야 하는 전기 파라
미터. APL 프로젝트는 폭발 위험 지역 보호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 전력 수준에 대한 이더넷-APL 개념을 만
들기 위해 포트-로파일을 정의했다.
4. 최대 1,000미터의 장거리 케이블 길이를 설치할 수 있다.
5. 이더넷-APL 포트 프로파일. 여기에 전력 클래스 실드 연결 옵션 및 세그먼트 길이가 최종 확정되었다.
6. 상호운용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장치 및 계측의 표시는 전원 수준과 소싱(sourcing) 또는 침몰기능을 나
타낸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에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이르는 상호 운용 성을 위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제
공한다.
7. 이
 더넷-APL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시운전할 때 사용자를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지침 문서에서 엔
지니어링 지침, 계획 및 설치 모범 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이더넷-APL 채택을 위한 지식
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8. 표
 준 이더넷 진단도구는 새로운 또는 조련된 계측 기 기술 및 엔지니어가 일상 업무에서 도움을 주어 얕은
학습곡선을 제공한다.
9. APL 프로젝트의 일부인 선도적인 표준개발 조직에서 적합성 테스트를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금 게시된 테스트 사양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제품이 APL 포트-프로파일 사양에 정의된 매개변수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10. APL 프로젝트 팀은 또한 시장에서 이더넷-APL을 위한 10BASE-T1L 물리학적 기술을 제공할 반도체 제조
업체와 협력을 했다.

ODVA 소개
ODVA는 자동화 공급업체의 구성원과 함께 하는 국제 표준 개발 및 무역 조직이다. ODVA의 사명은 산업 자
동화를 위한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표준에는 공통산업 프로
토콜(CIP) 또는 ODVA CIP, ODVA의 미디어 독립 네트워크 프로토콜, ODVA EtherNet/IP, DeviceNet 등을 포
함한 산업 통신 기술이 포함된다. ODVA는 생산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과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ODVA
EtherNet/IP의 모범이 되는 기본 원칙으로 순수 상용 인터넷 및 이더넷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수용한다.
참조 웹사이트 : www.odv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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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탄소 중립 향한 차세대 에너지 소자를 찾아라
다차원 구조를 갖는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분야와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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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에너지 소자의 대두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는 기본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화석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환경 오염이 가속되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충전 용량

는 한편,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

로 고려된다. 적은 양의 활물질로 더 많은 전하를 축

에서 요구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저

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노 구조 형태를 전극

고 있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극대화하여 성능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소와

구성 형태와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다차원 형태의 나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에너지 소자의 개발이 활발히

과 충방전 효율 및 전극의 수명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

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각국

적하는 고효율 소자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행

장 기술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또는 촉매에 도입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을

수자원과 바이오 물질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

이번 기고에서는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의 기본적인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공급할

노 구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차전지(battery)와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또는 ultracapacitor), 연료전지(fuel cell)는 전기화학적

글/ 고려대학교 주병권 교수님 연구실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공급 소자들로, 전

전기전자공학부 석박 통합 과정 중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한다. 이러한 소자들은

김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고려대학교 

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황창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고려대학교 

공통적으로 양극(cathode)과 음극(anode) 및 두 전극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협동과정 박사 과정 중

을 구분하는 분리막(separator)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를 전해질(electrolyte)이 채우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이차전지와 연료전지는 전극과 전해
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에
너지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산화 반응이 주로 일어
나는 전극을 음극, 환원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전극을
양극으로 칭하는데, 이차전지는 전극 자체의 산화와

목차
1. 차세대 에너지 소자의 대두
2. 다차원 구조를 갖는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
2.1 이차전지(Battery/secondary cell)
2.2 슈퍼커패시터(Supercapactor/ultracapacitor)
2.3 연료전지(Fuel cell)
3.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의 향후 방향성

환원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지만 연료전지
의 경우 전극은 전하 전달을 위한 매개체 역할만 수행
하고 실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을 외부에
서 공급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차전지의 경우 에너
지 생산과 저장이 하나의 활물질에서 일어나는 반면,
연료전지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물질과 생산된 에너
지의 축적이 분리되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이차전지와 구조 및 평가항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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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메커니즘이 아닌 전기

2. 다차원 구조를 갖는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 EDL) 구조를 통해 전하를
띤 물질을 전극 표면에 축적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

2.1 배터리

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전하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기 때

전기차의 개발과 각종 전자기기의 고성능화와 함께 소형

문에 이차전지에 비해 충방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명이

화, 경량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차 전지가 전원 공급 핵심 부

길다. 전기이중층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슈퍼커패시터

품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차전지는 기존의 망간전

의 경우 화학 반응을 수반하는 이차전지에 비해 충전 용

지나 알칼라인 전지 등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사이

량이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나 전극 표면에서의 산화/환원

클 수명을 가진 전지로, 고성능화 된 전자기기의 소비전력

반응을 이용한 유사 커패시터(pseudo capacitor) 또는 전

의 한계를 충족하는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

기이중층 특성과 산화/환원 특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커

다. 기본적으로 이차전지는 방전된 후 다시 재충전하여 사

패시터(hybrid capacitor)의 개발을 통해 충전 용량을 향

용 가능한 전지로,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역적 산화/환

상시킬 수 있다.

원 반응에 의해 이를 구현한다. 반복적으로 산화와 환원이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는 기본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통

가능한 물질을 전지의 양 전극으로 사용하고, 전해질을 통

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충전 용량과 충

해 이온들이 전극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방전 효율 및 전극의 수명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고려

되어 있다. 전지의 양 전극에서 이온이 환원되는 과정을 삽

된다. 적은 양의 활물질로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하는 고효

입(insertion, intercalation), 그 반대로 산화되어 전해질로 방

율 소자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출되는 과정을 탈리(de-insertion, de-intercalation)라 한다.

그 중에서도 나노 구조 형태를 전극 또는 촉매에 도입함

니켈카드뮴(Ni-Cd) 전지는 최초의 소형화된 이차전지

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성능을 높

로, 알칼라인 전해질 내에서 카드뮴 음극재의 가역적 산

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전기화

화/환원 반응에 의해 충방전이 이루어진다. 니켈은 양극

학 에너지 소자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와 메커니즘을 소

재로써 마찬가지로 니켈의 가역적 삽입과 탈리에 의해 충

개하고 다차원 형태의 나노 구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전 또는 방전된다. 이후 수소합금을 음극재로 사용한 니

기술하고자 한다.

켈수소(Ni-MH) 전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의 니켈카
드뮴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벼운 데다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고속 충방전 성능이 떨어
짐에도 니켈카드뮴 전지를 빠르
게 대체하였다.
이후 등장한 리튬 기반의 이
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양 전극의
산화/환원에 의해 동작한다. 리
튬 이차전지의 경우 주로 탄소

그림 1. 리튬이온 전지의 개략도(Materials Research Society Bulletin, 3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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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물질을 음극재, 리튬코발트

산화물을 양극재로 사용하고, 그 사이에 전해질을 넣어 리

여 양극과 음극의 직접 접촉을 막는 레독스플로우 배터리

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소자의 소형화와 저항에

등이 개발되었다.

의한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양 전극 간 거리를 수 십 마

이차전지 중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

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때 양극과 음극이 직

지의 핵심은 반응성이 높은 리튬 금속이 전해질 내에서

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소재로 된 다공성 형태의

안정하게 존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충방전 과정

분리막을 사용하여 두 전극 사이의 쇼트를 막고 전해질

에서 표면에 형성되는 덴드라이트와 전기 축적으로 인한

내의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리튬이

쿨롱 효율 저하를 막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

온 전지가 방전될 때는 음극의 리튬이 산화되어 전해질에

를 통해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의 모폴로지를 조절하여 충

리튬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전용량과 안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여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방전된

반적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로는 나노 입자 형태의

리튬이온 전지가 충전될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리튬이

탄소,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 또는 그래

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며 충전된다. 이 때 각 전극

핀 형태의 탄소계 물질들이 주로 쓰이며 양극재로는 다층

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구조 또는 스피넬 구조의 산화물이 주로 쓰인다. 음극재의
경우 이미 나노 구조 형태를 갖는 탄소나노튜브에 수 나
노 수준의 구멍을 뚫어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구조를 전
극으로 사용하거나, 그래핀에 또 다른 음극재 물질인 이산
화 타이타늄 나노 튜브를 올린 구조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충전용량과 사이클 수명을 높인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양

그림 2. 리튬이온 전지의 산화/환원 반응식

극재도 마찬가지로 전극 구성 물질을 나노 튜브 또는 나
노 와이어 형태로 구성하여 반응 표면적을 극대화함으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차전지에도 반드시

써 배터리 성능 개선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충격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대부분의

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내부 구조 변화로 온도가 상승하

전극 물질을 나노 입자, 나노 와이어, 나노 시트 등의 형태

여 폭발한 사례를 비롯하여 외부 온도에 의한 방전 문제

로 구성하여 전지의 성능을 상향표준화하고 있다. 또한 분

나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

리막도 대표 물질들의 열 안정성과 통기도, 화학 저항성

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의 전극과

등을 평가하여 전체 배터리 성능 향상에 걸맞도록 개선되

분리막 또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도입하여 배터리 효율

고 있다. 전 세계 배터리 관련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규

을 끌어올리고 안정성을 증가하는 것이 차세대 배터리 개

모와 버금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차전지 용량 확대와

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각종 전지의 배터

안정성 확보 및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리 용량, 수명,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 소재와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양극과 음극의 직접 접촉을 피

2.2 슈퍼커패시터

하는 방법으로써 액체 대신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사용하

슈퍼커패시터는 이름과 같이 일반적인 커패시터의 거

는 전고체 배터리나 전해질을 두 개의 저장탱크로 분리하

동 원리를 따른다. 표면에 대전된 전하로 충전과 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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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표면 대전 층 까지를 Inner
Helmholtz plane(IHP), 전해질
이온 층이 있는 곳 까지를 Outer
Helmholtz plane(OHP)으로 정
의하고 그 바깥 쪽 영역은 분산
층(Diffuse layer)이라 한다.
EDL에 의한 충방전과 함께
그림 3. (a) 다공성 탄소 나노 튜브 제작 과정 (b) 다양한 형태의 Multiwalled 탄소 나노
튜브(MWCNTs)의 충방전 프로파일(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2 (2012))

전극 표면에서의 산화/환원 반
응이 수반되기도 한다. 벌크 내
부까지 화학 반응이 수반되는
배터리와 달리, 표면에서만 산
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므로 배
터리보다 여전히 빠른 충방전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 이중
층 특성만 지녔을 때 보다는 더
많은 충전 용량을 갖게 된다. 이

그림 4. (a) 전기 이중층 개략도 (b)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의 충방전 메커니즘

러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슈
퍼커패시터를 유사 커패시터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커패시터에 비해 매우 큰 축전용

(Pseudocapacitor)라 한다. 전기 이중층 특성을 기본으로

량을 가져서 슈퍼커패시터 또는 울트라커패시터라고 부

갖고 표면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른다.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극과 전해질, 그리고

‘cyclic voltammetry’와 충방전 프로파일이 조금씩 달라지

두 전극 사이를 분리하는 분리막으로 배터리와 크게 다르

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전류 밀도 또는

지 않다. 하지만 전극 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충방전이

전압 스캔 속도에서 충방전 속도와 충전 용량의 차이를

일어나는 배터리와는 달리 슈퍼커패시터의 충전 메커니즘

만들게 되고, 전기 이중층 특성과 산화/환원 반응은 각각

은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의 전하 축적이 주가 되어 급

높은 파워 밀도와 에너지 밀도에 관여하게 된다.

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높은 사이클 수명을 갖는다.

전기 이중층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질은 탄소로

슈퍼커패시터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전하가 대전되

흑연이나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등 다양한 형태로 슈퍼

는 현상은 전기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 EDL)으

커패시터 전극에 활용된다. 흑연이나 활성탄 등의 탄소계

로 설명이 가능하다. 전해질에 닿아있는 두 개의 전극에

물질은 일반적으로 많은 기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각각 +와 - 전원을 연결하면 각 전극 표면에는 그와 반

극 표면적이 직접적인 충전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슈퍼커

대 전하를 가진 전해질 내의 이온이 붙게 된다. 따라서 전

패시터에 매우 유리하다. 탄소 나노 튜브나 그래핀을 전

원에 의한 전극 표면의 전하층과 그 표면을 덮듯이 일렬

극으로 활용한 경우도 높은 비 표면적을 통해 충전용량

로 배열된 전해질 내 이온 전하층으로 두 개의 층이 구성

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

되며 이를 전기 이중층이라 한다. 이 때 전극으로부터 전

터리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루테늄

60

산화물(RuO2)나 망간 산화물(MnO2)
과 같은 금속 산화물이나 전도성 고분
자를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으로 활용
할 경우 유사 커패시터로 동작하여 낮
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슈퍼커패시터
소자의 특성을 평가할 때는 3전극 시
스템을 사용하나, cell 평가를 위해서
는 양 전극을 각각의 슈퍼커패시터로
한 2전극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극과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게 되는데 양 전극에 쓰인
슈퍼커패시터의 종류가 같을 경우 대
칭 구조(symmetric supercapacitor),
다를 경우 비대칭 구조(asymmetric

그림 5. (a) - (c)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d) - (f) 표면 산화/환원 유사 커패시터,
(g) - (i) 삽입/탈리 유사커패시터, (j) - (l) 이차전지의 개략도, Cyclic voltammetry,
충방전 프로파일(Small, 16 (2016))

supercapacitor)라고 한다. 또는 한
전극을 슈퍼커패시터 특성을 갖는 물
질로 하고 다른 전극을 배터리 특성
을 갖는 물질로 하여 슈퍼커패시터의
높은 파워밀도와 배터리의 높은 에너
지 밀도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하이브리드 구조(hybrid
supercapacitor)라고 칭한다.
앞서 기술하였듯 이러한 물질들의

그림 6. (a) - (d) 역오팔 구조를 갖는 Ni-NiO 전극 SEM 이미지
(e) Ni-NiO 역오팔 구조와 NiO 나노 파티클 전극의 충전용량 비교
(Chemical Communications, 47 (2011))

충전 용량과 에너지 밀도의 효과를 최
대한 높이기 위해 슈퍼커패시터 전극은
일반적으로 0차원에서 3차원까지 다양
한 형태의 나노 구조로 구성된다. 물질
이 합성되면서 나노 와이어나 나노 플
레이크와 같이 높은 비 표면적을 갖는
형태로 성장시키거나 역오팔(inverse
opal)과 같이 큰 면적에 걸친 나노 구조
체 형태로 전극을 구성하여 빠른 충방

그림 7. 수소연료전지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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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전 용량을 개선할 수 있다.

생될 수 있다. 따라서 4전자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의 개발이 필요하다.

2.3 연료전지
연료전지 시스템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 발생을 낮추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현재 세계가 직
면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및 기상이변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 대안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그림 8. 산소 환원 반응식 (4전자 반응과 2전자 반응)

있다. 다양한 연료전지 중에서도 고분자 전해질연료전지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수소
의 산화반응과 산소의 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100°
C 이하의 낮은 작동온도, 높은 출력 밀도와 출력 범위 등
다양한 장점들로 인하여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장치부터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연료공급원으로써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PEMFC의 연료극(Anode)에서는 수소의 산화반응
(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이 발생하고 공기
극(Cathode)에서는 산소의 환원반응(Oxygen Reduction

그림 9. 연료전지 전극 구조

Reaction; ORR)이 일어난다. 그리고 연료극과 공기극 사
이의 수소양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전해질막으로 구성되

이러한 ORR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고분자전해

어 있다. 연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화 및

질 연료전지용 촉매물질로는 수소의 산화 및 산소의 환원

환원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속도를

반응에 적합한 백금(Platinum, Pt)을 주로 사용한다. Pt는 촉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를 낮추

매의 유효표면적을 크게 늘리기 위해 2~5 nm 크기의 Pt

는 것이 핵심인데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ORR이 전체 반

입자를 높은 전도성과 기공률을 가지고 탄소 소재 표면에

응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단계인 율속반응임을 발견하였

합성한 supported Pt/C 촉매의 형태로 제작한다. 높은 전

다(HOR이 ORR 보다 약 5배 이상 빠르다고 보고되었다).

기화학적 반응 활성을 갖는 전극을 얻기 위해서는 촉매층

따라서 ORR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효율이 높고 빠른 연

의 두께는 최소화하여 접촉저항 및 물질 전달 저항을 최소

료전지 반응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화하여야 한다. 특히, 산소와 수소이온 그리고 촉매 3가지

느린 반응 속도와 고부식성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공기극

물질이 만나는 삼상계면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ORR 반응은 4개의 전자가 관여하여 직접 물을 생산하는

수소의 산화반응이 산소의 환원 반응보다 훨씬 빠르기 때

반응과, 흡착된 산소가 부산물인 과산화수소를 거쳐서 물

문에 연료극에서의 촉매 양을 공기극 보다 적게 사용한다.

을 생산하는 2전자 반응으로 구분된다. 이때 후자의 반응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Pt/C 촉매의 경우 장시간 연

은 과산화수소에 의한 라디칼 생성 및 이에 의한 구성 요

료전지를 구동하게 되면 탄소의 부식과 Pt의 뭉침 현상 등

소의 열화, 낮은 전환 효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62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금 촉매의 입자 형태 및 분산

소개한 것과 같은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들이 기존의 화석

도 개선을 비롯한 전이금속 합금 촉매의 개발, core-shell

연료를 대체할 후보들로 평가되고 있다. 스마트 전자 기기

형태를 포함한 촉매의 나노 구조 개선, 비백금 촉매 등 다

등의 고성능화 및 소형화 뿐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보급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백금 합금 촉매 촉매는 백금

화 등으로 차세대 에너지 소자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

을 저가의 전이금속과 합금을 형성하여 백금의 전자구조

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재의 개발과 함께 나노 기술을

를 ORR에 유리하도록 조절하여 활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

접목시켜 각 소자의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연

는 방법이다. 백금과 Ni, Co, Fe, Pd 등의 타 전이금속과의

구와 더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소자 개

합금을 통해 산소와의 ‘binding energy’를 약화시키는 것

발과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 핵심이다. 또한 촉매의 나노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활성

전망된다. KEMC

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core-shell 형태의 촉매이다. Core
입자의 표면에 순차적으로 전기화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백금 shell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백금
과 다른 금속의 합금을 입자를 디얼로잉(dealloying) 공정
을 거쳐 백금만을 표면에 노출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
한 방법들은 높은 ORR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 공정의 어려
움, 상업화하기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밖에
도 Pt, Au와 같은 높은 가격의 귀금속에서 벗어나 전이금
속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구조를 가진 촉매를 활용하여
산소 환원 반응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촉매의 초기 성능의 획기적인 개
선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나노 구
조를 가진 촉매의 열역학적 불안정성이나 낮은 내구성 등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
만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발걸음에 따른 수소경제시대가
다가오면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관련 연
구 및 소수전기차와 같은 다양한 상용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는 핵심 미래 산업의 중요한 핵심을
담당할 것이며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및 연
구소와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3 전기화학 에너지 소자의 향후 방향성
주요국을 선두로 탄소 중립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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